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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인체 진동 모델링을 이용한 승차감 해석

Ride Quality Analysis Using Seated Human Vibration Modeling

강주석*

Ju Seok Kang

1. 서 론

철도나 자동차와 같은 수송수단에서 승차감은 차량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다. 차량 현가계와 시트 등의 성능 개

선을 통해 우수한 승차감을 확보하는 것이 차량 개발에서 일차적인 목표가 된지 오래다.

승차감은 정성적 특성이지만 객관적이며 정량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 이어져 왔다. 철도차량의 경우

차량 바닥에서 측정한 진동 가속도에 인체 감응 가중치를 주파수 대역에서 곱하여 구한 값을 정량적인 승차감 지수로 이

용하고 있다[1,2]. 다만, 이 승차감 지수 값은 차량 현가계의 특성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값이지만 시트의 특성과는 무관

하여 시트 설계에는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시트의 동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승차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진동 모델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인체 진동 모델

은 크게 수직 진동 모델과 시트에 기댄 모델이 있다. 수직 진동 모델은 수많은 시험과 해석 등을 통해 표준화된 모델이 존

재한다[3,4]. 이러한 표준 모델은 운전자의 승차감 개선을 위한 시트 동특성 개선 등에 이용되고 있다[5]. 그러나 차량에 앉

은 승객은 이와 같은 수직 진동 모델과 같이 시트 바닥에만 접촉하지는 않는다. 즉, 시트에 기댄 인체 모델이 포함되는 것

이 현실적이다. 최근 시트에 기댄 인체 모델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있었으나 이는 시트와 인체의 강성과 감쇠 특성이 분

류되지 않고 하나의 등가 값으로 표현되어 시트의 동적 인자만을 고려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6].

또한, 일반적으로 차량에 사용되는 시트는 폴리우레탄 폼 재질로서 선형 강성 및 감쇠 특성이 아닌 비선형 강성과 시간

에 따라 특성이 변화하는 준-정역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7]. 시트의 진동 특성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점

탄성 특성을 정확히 계산하고 인체 모델과 함께 분석하여야 한다. 시트에 기댄 인체의 진동특성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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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수직 진동에 노출된 승객의 승차감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점탄성 특성을 가진 시

트에 기댄 인체의 동적 모델링을 제시한다. 시트 위 인체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 문헌에서 찾은 5자유도계 다

물체 동역학 모델이 이용되었다. 철도차량 시트에 사용되는 점탄성 특성은 비선형 강성 특성과 시간 지연을 표

현하는 컨볼루션 적분으로 수식화된다. 바닥 가진에 대한 전달함수를 분석 결과 시트의 비선형 특성으로 인해

입력 가진의 크기에 따라 전달함수는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된 철도차량의 바닥 가진을 이용하여 실제적

인 인체 진동 특성을 분석한다. 주파수 가중치 자승평균치 값을 계산하고 시트 설계 파라미터가 이 주파수 가중

치 자승평균치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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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마네퀸을 이용하여 시트의 점탄성 특성을 고려하여 인체 진동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제시되기도 하였다[8].

본 연구에서는 시트에 기댄 인체 모델과 시트의 점탄성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인체 진동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실제적

인 승차감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트가 포함된 경우 비선형 특성에 의해 진동의 가진 크기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는 데

이를 전달함수 측면에서 분석한다. 또한, 철도차량의 바닥에서 측정한 실측 가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체 진동 특성을 분

석한다. 승차감 지수를 계산하고 시트 재질의 설계 특성을 분석하여 실제 시트 설계에 이용 가능한 모델과 방법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인체 진동 모델

외부 가진에 대한 인체의 진동 응답을 이론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체 진동 모델은 간단한 2자유도계부터 복

잡한 다자유도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모델이 존재한다. 이들 인체 진동 모델은 대부분 인체에 대한 진동 시험 결과를 반

영하여 얻어진다. 질량 및 감쇠, 강성으로 이루어진 인체의 강체 진동계 모델의 진동 응답을 인체 진동 시험의 평균치와 비

교하여 가장 가까운 진동 모델을 구함으로써 완성된다. 그러므로, 인체 진동모델은 진동 가진에 대한 인체의 진동 응답을

시험을 대체하여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수직 진동 모델은 수직 가진에 대한 인체의 수직 진동 응답을 계산하기에 적당하다. 인체 진동 모델 중에서 수직 방향

진동 가진에 대한 수직 방향 응답을 나타내는 수직 진동 모델은 수많은 검증을 거쳐 Fig. 1과 같은 표준 모델이 제정되었

다[3,4]. 그러나 차량의 승객은 시트를 등에 기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승차감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시트에 기댄 인체를

표현하는 인체모델이 필요하다.

시트에 기댄 인체에 대한 진동 모델은 최근 여러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왔지만 표준 모델의 제정에는 이르지는 않고 있

Fig. 1. Vertical human vibration model.

Fig. 2. Multibody model for seated human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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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 시트에 기댄 모델은 집중 질량이 아닌 여러 개의 회전 관성을 포함한 강체가 스프링, 감쇠 요소로 연결된 2차원 모

델을 이용한다. 이와 같은 인체-시트 모델 대부분은 시트와 인체의 강성과 감쇠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등가 강성과 감쇠

로 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트 자체의 특성을 계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모델은 아니지만 시트에 기댄 인체의 진동 모델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Fig. 2의 인체 진동 모델을 이

용하여 차량 시트와 인체의 진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모델에 대한 제원 및 관련 식은 참고문헌에 자세히 나와있다[9,10].

Fig. 2의 모델은 시트를 포함하지 않고 인체 자체의 강성과 감쇠 특성을 가진 모델로서 시트의 물성치를 분리하여 진동 특

성을 계산하기에 적당한 모델이다.

이 모델은 인체를 5개의 강체로 가정하고 3개 지점에서 지지되어 있다. Fig. 1의 수직 진동 모델과 비교해보면 수직 가

진에 대하여 수직 방향(y) 뿐 아니라 수평 방향(x) 응답까지 고려된 2차원 모델임을 알 수 있다. m1은 골반(Pelvis), m2는

복부(Middle body), m3는 머리(Head), m4는 허벅지(thighs), m5는 다리(legs)에 해당한다.

3. 시트-인체 모델링 및 수치해석

3.1 모델링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차량 시트의 재질은 폴리우레탄 재질로서 점탄성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점탄성 특성은 힘-변위(응력

-변형률) 관계가 비선형이며,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준-정역학적 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단순한 선형 강성과 선형

감쇠로 모델링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트는 철도 차량 승객용 시트로서 형상은 Fig. 3과 같다. 재질 특성은 Fig. 4에 나타난 것과 같은

응력(σ)-변형률(ε) 관계를 가진다. 이 응력-변형률 관계를 수학적인 관계로 표현하면 다음 식과 같다.

(1)σ kjε
j

j 1=

M

∑ aie
α
i
t τ–( )–

ε τ( )
i 1=

N

∑ τd
0

t

∫+=

Fig. 3. Photo of PU foam.

Fig. 4. Mathematical model of PU f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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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j는 비선형 강성계수, ai와 αi는 준-정역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시간 지연 계수이다. 즉, 식 (1)에서 첫째 항은 강성

의 비선형 항이며, 둘째 항은 시간 t에 따라 지연 반응하는 점성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컨볼루션 적분의 선형 항이다. Fig.

4의 시트 재질 특성에 대한 식 (1)의 계수 값은 Table 1과 같다.

응력-변형률 관계로부터 시트에 작용하는 힘은 식 (1)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

여기서 A는 시트의 넓이이다. 변형률은 이며 L은 변형 전 시트의 두께이다.

시트의 동특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Fig. 5와 같이 시트 위에 질량이 있고 바닥이 가진되는 1자유도계를 고려한다. 여기

서 시트는 질량-감쇠-스프링 계에서 비선형 스프링 역할을 한다. 바닥 가진 변위는 q0이고 질량의 변위는 q이다. 이때 시트

에 작용하는 힘은 비선형 힘이므로 질량의 변위는 정적 처짐에서부터의 변위가 아닌 변형 전 위치에서의 절대 변위이고 운

동방정식에 중력도 포함한다.

Fig. 5로부터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3)

여기서, F는 식 (2)의 시트에 작용하는 외력으로서 를 대입하면 다음 식과 같이 된다.

F A kjε
j

j 1=

M

∑ aie
α
i
t τ–( )–

ε τ( )
i 1=

N

∑ τd
0

t

∫+
⎝ ⎠
⎜ ⎟
⎛ ⎞

=

ε

q q
0

–

L
------------=

mq·· c q· q·
0

–( )– F– mg–=

ε

q q
0

–

L
------------=

 
Table 1. Parameters of PU foam.

k1 4.62E+04

k2 -2.03E+05

k3 5.32E+05

k4 -5.87E+05

k5 2.76E+05

k6 -1.35E+05

k7 3.47E+05

a1,2 691.5 1594.5i

α1,2 0.0474 0.0263i
Fig. 5. One degree-of-freedom model.

Fig. 6. Model of seated human body with PU foam seat. Fig. 7. Displacements of 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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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때, 바닥 가진 q0=q0(t)의 시간의 함수로 입력이 주어지면 수치적분을 통해 질량의 변위 q를 구할 수 있다.

앞의 1자유도계 모델을 확장하여 시트에 기댄 인체와 시트의 특성을 합쳐 시트에 기댄 인체 진동 모델을 구할 수 있다. 시

트의 점탄성 특성을 고려한 시트에 기댄 인체 모델은 Fig. 6과 같다. 시트에 기댄 인체 모델은 Fig. 2와 동일하며 시트에

사용된 폴리우레탄 폼 재질의 힘-변위 특성이 포함된다. 시트의 바닥에 2개 지점에서 지지되고 시트 등의 위치에 2개 지점

에서 시트의 점탄성 힘으로 지지된다. 지지 위치는 인체 모델의 지지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시트 바닥의 넓이는 A=0.0697m2, 두께는 L=0.056m이며, 등 지지 위치의 시트 넓이 A=0.1161m2, 두께 L=0.038m

이다. 시트 바닥의 넓이는 각 지지점에서 1/2의 크기로 가정하였다. Fig. 6의 모델은 인체 모델의 5자유도와 시트의 자유도

4개를 포함하여 총 9개의 자유도를 가진다.

이때, 시트 폴리우레탄 폼 재질에 의해 시트와 인체 모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식 (2)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or k = 1,2 (5)

 for k = 3,4  (6)

여기서 q0=q0(t)는 시트 하부에 가해지는 입력 변위이며, qk(k=1,2,3,4)는 Fig. 7에 보인 바와 같이 시트의 변위를 나타낸다.

3.2 수치해석

시트에 기댄 인체 모델과 시트의 모델을 포함한 동역학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여기서 q는 식 (3), (4)의 qk(k=1,2,3,4)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변위이며, M은 시스템의 질량행렬, C는 감쇠행렬, K는 강성

행렬, F는 식 (3)과 (4)를 포함하는 외력 항이다.

좌측 항은 선형 행렬이지만, 우측 항은 식 (3)과 (4)의 비선형 힘이 포함되므로 전체적으로 비선형 방정식이 된다. 비선

형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치적분을 수행하기 위해 상태변수 를 이용하면, 수치 적분을 위한 미

분 값은 다음 식과 같이 쓸 수 있다.

(8)

여기서 외력은 q0=q0(t)의 시간의 함수로 주어진다. 

위의 식을 수치적분하여 수치해를 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Runge-Kutta 방법을 이용하였다.

4. 승차감 분석

4.1 전달함수 해석

시트 바닥 가진에 대한 시트에 기댄 인체의 진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달 함수를 구하였다. 이를 위한 시트 바닥 가

진은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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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트는 식 (2)와 같이 비선형 특성을 포함하므로 입력 가진의 크기에 따라 전달 함수 특성을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입력 가진 크기 B=0.001m, 0.01m, 0.1m에 대해 전달 함수를 구하였다.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이 입력 가진 가속도에 대한 인체 머리, 복부 부위의 가속도 비에 대한 값이다.

(10)

Fig. 8은 바닥 진동 가속도에 대한 인체 머리의 수직 방향(y) 가속도와 수평방향(x) 가속도 전달함수이다. 시트의 진동 전

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트의 점탄성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인 Fig.2 의 인체 모델과 비교하였다. 점선은 시트의 점

탄성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 인체에 대한 전달함수이다. 실선은 시트가 포함된 상태에서 인체 전달 함수로서 입력 가

진을 B=0.001m, 0.01m, 0.1m로 다르게 한 경우이다. 비선형 시스템이므로 전달함수는 입력 가진 크기에 따라 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수직 방향 가속도는 시트의 점탄성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인체 모델인 경우 5.7Hz에서 피크치가 나타났으나 시트를 포

함하는 경우 그 이하로 낮아졌다. 피크치는 진동가진이 커질 경우 이동하였다. 0.001m와 0.01m의 가진인 경우 3.7Hz 부근

에서 피크치이지만 그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진동전달이 크게 감소하였다. 0.1m의 가진인 경우 피크치는 4.8Hz로 이동하며

진동 전달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수평 방향 가속도는 가진 변위가 작은 경우인 0.001m와 0.01m에서는 진동 전달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가진 변위가 큰 경

q
0

Bsin 2πft( )=

Hi f( )
q··i f( )

q··o f( )
-----------=

Fig. 8. Transfer function for head.

Fig. 9. Transfer function for abd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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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 0.1m에서는 시트의 점탄성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와 비슷한 진동 전달 특성을 보였다.

Fig. 9는 바닥 진동 가속도에 대한 복부에서의 수직 방향(y) 가속도와 수평방향(x) 가속도 전달함수이다. 수직 방향 가속

도는 머리와 비슷한 전달 특성을 가지나 수평방향 가속도는 가진 변위가 작은 경우에도 피크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진의 크기와 관계없이 시트의 점탄성 특성이 고려되는 경우 인체의 진동 피크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시

트가 포함됨으로써 강성이 약화됨을 의미한다. 실제 이 효과로 인한 인체 진동에 대한 시트의 기여도를 실측 가진 데이터

을 이용하여 다음 절과 같이 승차감 지수를 분석하였다.

4.2 실측 가진 데이터 해석

가진의 크기가 다른 경우 진동 전달 양상이 달라지므로 실제 여러 가진 크기가 존재하는 실측 가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트와 인체의 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10은 철도차량 차체 바닥에서 측정한 가속도 측정 결과이다. 이 가속도 결과

를 이용하여 시트에 기댄 인체 모델에 대한 가속도 응답을 구하였다.

 Fig. 11은 머리 부위에서의 가속도 응답을 보여준다. 수직 방향의 경우 7Hz 이상에서 진동 전달이 많이 감소되는 결과

를 보였다. 수평 방향은 수직 방향 보다 낮은 진동수에서도 진동가속도 전달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 각 부위의 진동 응답을 정량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다음 식과 같이 ISO 2631-1의 주파수 가중치 가속도의 RMS

(자승평균치) VDV(Vibration dose value)를 계산하였다[11].

(11)

  (12)

여기서 aw(t)는 ISO 2641-1에서 지정한 인체 감응 주파수 가중치가 적용된 가속도이다. 

Table 2는 10초 동안의 crest factor, 주파수 가중치 가속도 RMS aw와 주파수 가중치 승차감 지수 VDV 값이다. ISO 2631-1

aw
1

T
--- aw

2
t( ) td

0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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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DV aw
4

t( ) td
0

T

∫
0.25

=

Fig. 10. Vertical acceleration of floor.

Fig. 11. Acceleration of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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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가속도의 crest factor가 9보다 큰 경우에 VDV값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Table 2를 보면 Crest factor가 9보

다 적으므로 VDV보다는 주파수 가중치 가속도 RMS가 의미 있는 값이다. 

인체의 전달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바닥 가속도 입력의 RMS (0.1711)에 대한 주파수 가중치 가속도 RMS의 비인 전달

률을 나타내면 Fig. 12와 같다. 실측 입력에 대한 인체의 전달률은 수직 방향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머리 부위의 수직

방향이 29.5%로 가장 컸으며, 머리 부위의 수평방향 전달률은 5.4%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시트의 설계 변수를 변화시키며 주파수 가중치 가속도 RMS aw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여기서는 시트의 강성값 kj, 준-정

역학적 특성값 aj, 시트의 등 부위의 두께, 시트의 바닥 두께 변화를 20% 감소 시킨 경우 주파수 가중치 가속도 RMS의 변

화를 계산하였다. Table 3을 보면 시트의 강성을 20% 감소한 경우 머리의 수평방향 외의 모든 부위에서 주파수 가중치 가

속도 RMS 값이 감소하였다. 이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98.6%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인다. 준-정역학적 특성값 aj는 주파수 가

중치 가속도 RMS 전달률에 차이가 미미하였다. 시트 등 부위의 두께를 20% 줄인 경우 주파수 가중치 가속도 RMS 값은

98.9%로 감소하였다. 시트 바닥의 두께를 20% 줄인 경우, 주파수 가중치 가속도 RMS 값은 평균적으로 102.0%로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트 바닥의 두께를 축소하는 경우 제조 원가는 감소하나 승차감은 악화되므로 시트 설계시 고려하

여야 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트에 기댄 인체의 진동 특성과 시트의 점탄성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승객의 승차감을 정량적으로 분

석할 수 있는 인체-시트 진동 모델을 제시하였다. 시트-인체 진동 모델은 5자유도계 인체 모델에 시트의 특성을 포함하는

9자유도계 진동 모델이다. 인체 모델은 집중질량이 아닌 수직 및 수평방향 진동 특성까지 포함하는 2차원 모델이며 현실

적인 승객의 진동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시트는 철도차량 승객용 시트에 대한 비선형 특성과 시간 지연 특성을 나타내

는 수학적인 하중-변형 모델을 이용하였다.

Table 2. Weighted RMS value.

M. body-x M. body-y Head-x Head-y Input

Crest factor 3.96 5.23 3.92 5.08

 aw 0.0128 0.0485 0.0093 0.0505 0.1711

VDV 0.0342 0.1341 0.0250 0.1388 0.4789

Fig. 12. Transmissibility of frequency weighted RMS.

Table 3. Frequency weighted RMS changes due to parameter changes.

Position kj aj Seat back thickness Seat bottom thickness

M. body-x 100.00% 99.80% 98.44% 100.78%

M. body-y 95.67% 99.90% 99.79% 105.36%

Head-x 103.23% 99.80% 97.85% 96.77%

Head-y 95.45% 99.80% 99.60% 105.15%

AVG 98.6% 99.8% 98.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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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바닥 입력 가진에 대한 인체의 진동 특성은 시트의 비선형 특성으로 인해 가진의 크기에 따라 전달함수 특성이 변

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 방향 가속도는 시트의 점탄성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 인체 모델에서 나타난 5.7Hz의 피

크치에서 가진의 크기가 0.001m와 0.01m의 가진인 경우 3.7Hz 부근으로 피크치가 나타났으나 0.1m의 가진인 경우 4.8Hz

로 이동하며 진동 전달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진의 크기와 관계없이 시트가 포함되지 않을 때의 인체 진

동 피크치가 시트의 점탄성 특성을 고려하는 경우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진동에 대한 시트의 기여도를 철도차량 차체 바닥에서 측정한 가속도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승차감 특성을 분석하였다. 인

체의 주파수 가중치 가속도 RMS는 수직 방향이 지배적이었으며 머리 부위의 수직방향이 29.5%로 가장 컸으며, 머리 부

위의 수평방향 전달률은 5.4%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시트의 설계 변수를 변화시키며 주파수 주파수 가중치 가속도 RMS 변화를 계산한 결과, 시트의 강성값과 등 부위 두께

를 감소하는 경우 승차감이 일부 개선되나 바닥 두께를 축소하는 경우 승차감이 일부 악화하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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